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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애니메이션 표현력의  확장에 대한 연구

-<겨울왕국>에서 나타난 공간의 확장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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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기술에 도전하고 기술은 예술에 영감을 불어 넣는다.” 

존 라세더가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정신을 이야기 한 말이다. 

애니메이션은 영상 미디어 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미디어가 발달하

면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더욱 넓어지면서 관객에게 새로운 환

상들을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모습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무성 애니메이션에서 최초로 유성 애니메이션을 시도했고 흑백 애

니메이션의 천연색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새로운 표현의 확장을 디즈니 애니메이

션 스튜디오의 역사에 볼 수 있다. 이러한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최근에는 정체기를 

가지게 되었다.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을 추구하며 안정적인 이야기는 관

객에게 식상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이러

한 흐름을 바꾸기 위해 무단히 노력한 결과 라푼젤에 이어 컴퓨터 그래픽을 도입

하여 대흥행 작품인 겨울왕국을 제작하게 된다. 

겨울왕국이 흥행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전통적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였다고 흥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작의 재해석으로 현대적 감각에 맞는 시나리오, OST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장면의 완성도등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무성 애니메이션에서 컴퓨터 그래

픽을 사용한 “겨울왕국”까지의 기술의 발달과 도입한 것을 분석하여 미디어 기술

의 발달과 애니메이션 표현력 확장의 관계를 분석하고 요약하겠다. 그리고 겨울왕

국에서 나타난 전통적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장면 구성 표현 

방식을 “공간에 확장”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장면에서 나타난 표현력 확장을 연

구하도록 하겠다. 

주제어 :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디즈니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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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예술은 기술에 도전하고 기술은 예술에 영감을 불어 넣는다.“

위의 말은 픽사 CEO인 존 라세더가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이

다.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창립시기부터 지금까지 영상기

술과 애니메이션 제작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왔다. 애니메이션

과 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더욱 넓어지면서 관객에게 새로운 환상들을 만들어 주었다. 디즈

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디즈니)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무성 애니메이션에서 유성 애니메이션, 평면적이던 장면에 

공간감을 나타낸 멀티크레인 촬영기법, 문화적 장르의 벽을 허문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 각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발전과 성장을 하

므로 애니메이션의 표현의 영역을 넓혀왔다. 그리고 디즈니애니

메이션 이라는 전통적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을 완성하게 된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최대 관객층인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동

화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왔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1937)”를 시작으로 동화를 가족영화에 맞게 각색하여 안

정적인 스토리로 수익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디즈니 애니메이션

에 관객들이 익숙해지며 흥미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4

년 디즈니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된 3D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을 제작한다. 겨울왕국은 그동안 진부하게 느껴진 디즈니 애니메

이션의 새로운 바람을 넣고 흥행에 성공하게 된다. 디즈니는 원

작 중심적인 안정적인 시나리오 구조에 익숙해져 버린 관객들에

게 새로운 영상미와 음악적 요소 그리고 시나리오의 과감한 변화

로 인해 고전인 눈의 여왕을 새로운 이야기와 놀라운 애니메이션

으로 재창조시키게 된다.  

눈의 여왕은 인어공주, 백설공주와 같이 동화이야기를 원작으

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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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 여왕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은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제작 되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눈의 여왕은 동화의 이야기를 

단순히 움직이는 그림으로 옮김으로 동화의 정서를 그대로 옮기

는데 높은 의미를 둘 수 있다. 그 후 눈의 여왕을 각색하거나 소

재로 하는 여러 작품이 나오긴 했지만 그리 큰 흥행을 하지 못하

고 만다.

눈의 여왕 초기 눈의 여왕 실사판 눈의 여황 2012

표 1. 눈의 여왕 작품

디즈니도 눈의 여왕을 제작을 시도했으나 MGM의 협업 계획의 

무산, 제작한 애니메이션의 흥행 실패 등 계속해서 눈의 여왕의 

제작이 보류되어 왔다. 2008년 이후 계속해서 눈의 여왕 제작을 

다시 시도하여 원작을 재해석하여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애니메

이션으로 재탄생되어 56년만에 동화 눈의 여왕이 겨울왕국으로 

제작되어 흥행에 성공한다. 

겨울왕국이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겨울왕국은 눈의 여왕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을 하였다. 

겨울왕국은 시나리오가 훌륭하다. 그리고 뛰어난 영상미와 퀄

리티 높은 음악도 훌륭하다. 

겨울왕국의 기사를 보면 대부분 원작 눈의 여왕을 그대로 답습

하지 않고 재해석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었다고 한다. 

각각의 캐릭터를 눈의 여왕을 모티브로 하여 디즈니식으로 새롭

게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이야기의 구조도 원작의 주요한 요소에

서 근거를 가져와 가족사랑 이야기와 남녀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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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반전 요소를 이야기에 배치하므로 관객의 몰입도를 높여

주었다. 

또 겨울왕국의 마케팅으로 OST중 Let it go를 공개하였다. 남

녀노소를 만족시키는 이 곡은 많은 가수들의 패러디를 만들게 되

었다. 마케팅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그것은 흥행성공에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시나리오와 음악만으로 인정을 받

은 것이 아니다. 디즈니 스튜디오의 가장 큰 장점은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드는 기술의 훌륭함에 있다. 

현재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실제와 

같은 공간에 가상의 캐릭터들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컴퓨터 그래픽이 애니메이션의 표현력을 한층 넓힌 것

이다. 실제 사물과 같은 텍스쳐를 만들어내는 렌더링 기술과 자

유로운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공간에 확장, 사실성과 의

미를 부여하는 라이팅 기술로 관객들이 작품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되었다. 

컴퓨터 그래픽에서 나타나는 사실적 공간은 관객에게 장면의 

캐릭터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존재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장면에서 보여주는 과장되고 판타지적 요소를 관객은 실제와 같

은 것으로 인식하며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컴퓨터 그래픽은 실

사영화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컴퓨터 그래픽을 도입하

여 카툰으로 존재하던 캐릭터를 영상으로 표현하게 된다.  

마블이나 DC코믹에서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은 그림이라는 미디

어를 사용하였으나 컴퓨터 그래픽의 발달로 인해 그림으로 존재

하였던 캐릭터들이 실제 공간으로 들어오게 하므로 관객에게 사

실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애니메이션의 표현력을 확장시켰다. 그 

중에 장면의 공간감을 더욱 확장 시키므로 나타나는 사실성을 증

가시키므로 관객의 몰입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발달하므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도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 결과 겨울왕국이라는 흥행작을 만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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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겨울왕국에서 나타난 기술적 발전으로 인한 애

니메이션 표현력 확장 중 공간감으로 사실성을 높이 장면을 분석

하므로 기술 발달과 애니메이션의 표현의 확장에 대한 분석을 해

보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기술 발달이 애니메이션의 표현력 확

장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과거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나타난 미디어 기술적 발달로 인해 애

니메이션의 표현력의 확장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그리고 디즈

니가 겨울왕국으로 보여준 전통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이 아닌 컴

퓨터 그래픽은 애니메이션의 표현 확장의 요소 중 공간감으로 확

장시켜 사실성을 부여하는 장면을 분석한다. 그리고 사실성을 높

이기 위해 공간감을 관객에서 인식시키기 위해 어떠한 요인이 필

요한지 연구한다.

Ⅱ. 영상기술 발전으로 인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표현력 확장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은 ‘디즈니 브라더스 카툰 스튜디오’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양하고 새로운 애니메이션 작품을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환상의 이야기를 제공하였다. 1928년 미키마우스를 

주인공으로 한 <증기선 윌리_>을 비롯하여 <백설공주와 일곱난장

이>,<환타지아>,<라이온킹>등 애니메이션의 역사 남을 작품들을 

만들어 왔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단지 작품을 잘 만들고 흥행에 성공한 것

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춘 이미지와 

기술을 선보이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본 논문에서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 기술

의 발달과 그 의미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한다. 

1. 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 1928년

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는 1928년 월트 디즈니와 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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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웍스가 제작한 미키 마우스의 두 번째 애니메이션 작품이자 

애니메이션 역사상 처음으로 소리가 나는 유성 애니메이션이다.1)

증기선 윌리는 배경 음악에 맞춰서 애니메이션의 이야기와 캐

릭터의 행동을 맞춰가는 토키애니메이션의 최초이다. 시각으로만 

느끼던 움직이는 그림에서 청각이라는 음악, 소리를 이용하여 관

객에게 새로운 감각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장을 열게 되었

다. 

2. 꽃과 나무_Flowers and Trees 1932년

꽃과 나무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초로 3원색 컬러로 제작된 작품이다. 그리고 이 작품으로 아카

데미상을 수상하게 된다. 이 작품은 디즈니가 추구하는 선악구도

와 해피엔딩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 작품도 토키 애니메이션 형

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더욱 세심한 사운드에 힘을 쓴 작품이

다. 그리고 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흑백의 그림이 실제의 자연

의 색과 화려함을 가지게 되므로 “컬러는 관객의 뇌로 하여금 

뭔가를 상상하게 하고 몰랐던 걸 생각해내게 하고 더러는 새로운 

창조와 번뜻이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게끔 우리의 뇌를 자극한

다.”2)

애니메이션이 색을 가지므로 새로운 환상의 표현 영역이 넓어

지게 되었다. 

 

3.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_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 

1937년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는 디즈니가 최초로 시도한 극장판 애니

메이션이다. 이전까지 애니메이션은 짧은 분량의 단편을 막간 상

영하는 정도로 사용되어 왔다. 백설공주는 애니메이션 산업 분위

기를 한편의 영화로 취급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작품이다. 

1) 

https://mirror.enha.kr/wiki/%EC%A6%9D%EA%B8%B0%EC%84%A0%20%EC%9C%8C%EB%A

6%AC#fn1

2) 이규상, 「금발의 승리」, 도서츌판 좋은 땅, 2014,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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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공주의 동작은 마저리 벨커(Marjorie Belcher)라는 젊은 무

희를 고용해 그녀의 춤과 걸음걸이 등을 카메라에 담은 후 이를 한 

프레임씩 분석·제작했다.”3)

백설공주는 로토스코핑의 기법을 사용하므로 캐릭터의 움직임 

표현의 확장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시도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가 과장되어 익살스러운 표현뿐만 아니라 사람이 춤추듯이 정교

하게 우아한 연기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작품의 배경처리는 실제와 가깝게 디자인 되어 캐릭터의 움직

임을 더욱 아름답게 했으며 멀티플레인(Multiplane) 기법4)을 이

용하여 입체감과 사실감을 나타내어 공간감을 가지게 되었다.

4. 라이온 킹_The Lion King 1994년

라이온 킹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순수 창작 스토리로 만들어

진 작품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컴퓨터의 이용하여 수 십 마

리의 영양 캐릭터를 만들어내었다. 각각의 영양 캐릭터들을 3D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2D 애니메이션과 같이 보이게 하

기 위해 셸 셰이딩 렌더링 기술을 통해 제작되었다. 많은 노동력

이 필요한 장면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만들어낸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5. 토이스토리_Toy story 1995년

토이스토리는 픽사 스튜디오가 제작한 작품이다. 장편 애니메

이션 처음으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컴퓨터 그

래픽이 가지고 있는 실제와 같은 느낌과 장난감들이 가진 재질감

이 서로 잘 어울리면서 흥행을 하게 된 작품이다. 

3) 박인하, 「월트디즈니 VS 미야자키 하야오」 숨비소리, 2006, p52

4) 멀티플레인 기법: <어리석은 교향악단>,<세마리의 아기 돼지>에서 부분적으로 

시도되었던 것으로, 배경을 복수로 그리고, 이것을 거리를 두어 세팅해 원근

감과 입체감을 주는 것이다. 이 멀티플레인 기법은 오선웰스의 <시민케인>에

서‘딥 포커스’라는 혁신적인 기술로 정착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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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드는 작품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표현 장르이므로 관객들

의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된다. 3D 장편 애니메이션이 다수 만들어

지게 되고 전통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의 수요와 공급이 낮아지게 

된다. 

위와 같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을 추구해왔지만 그 안에 무성에서 유성으로 흑백에서 

컬러 애니메이션으로 그리고 평면적이던 공간을 입체적 공간으로 

표현하는 등 계속적으로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개발, 도입해오므

로 애니메이션의 표현력의 확장을 가져왔다. 

그러면 이 현대에서는 어떠한 흐름으로 영상 미디어의 기술이 

발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변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표현영역

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Ⅲ. 전통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이

용한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전환으로 인한 표현력의 확장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매 시대마다 새로운 미디어 기

술을 작품에 사용하므로 표현의 확장을 가져오며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 이런 흐름으로 보았을 때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가 새로운 미디어 기술인 컴퓨터 그래픽을 애니메이션 제작에 도

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애니메이션 제작에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므로 얻을 수 있는 

것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3D 컴퓨터 그래픽의 제작방식이 애니메이션 영화의 제작체계를 

바꿔놓은 배경은 다음의 2가지로 요약될 있는데 첫째는 시각적 효

과의 우수성이다.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메이저급 영화회사들은 극

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하여 다양한 스토리와 관객의 시선을 사

로잡는 시각효과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

고 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인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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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활용과 이를 통하여 인건비를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5) 

전통적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에서의 컴퓨터 활용은 채색 작업

을 하거나 배경 작업을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한 

공간에서 캐릭터를 합성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모든 제작 과정을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므로 불필요한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인력

과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경제적 장점이 있다.

“컴퓨터 애니메이션은 2D와 3D 애니메이션, 실사와의 합성 애니메

이션 등에 사용되고 있다.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 애니메이션 제작

시스템은 상업적 애니메이션에서 전통적 애니메이션이 갖는 대향생

산 체제와 분업화 시스템, 그리고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일종의혁신적 작업체제를 제시하여 왔다.”6)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애니메이션의 경제적 효과 뿐 만 

아니라 시각적 요소에 우수성을 뽑을 수 있다. 

컴퓨터 그래픽은 실제 사물이나 공간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해 왔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그중에서 재질감 표현, 빛의 표현, 그리고 공간에 대

한 표현등을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확장되었지만 본 연구는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공간의 확장은 애니메이션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 살

펴보도록 하겠다.

영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만화 원작인 스파이더맨을 영화화

한 것이다. 

스파이더맨의 스펙타클한 거미줄의 액션은 실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연기는 아니다. 컴퓨터 그래픽의 발달로 인해 연기자와 같

은 캐릭터를 제작하여 대역으로 화려한 액션을 보여준다. 

5) 김민성 ; 박성훈 「3D 애니메이션 제작 관련 기술동향 분석과 제안」 한국엔

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집 제 4권 제 2호, 2010, p30

6) 김남훈, 「2D to 3D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나타난 언캐니벨리 효과의 사례분

석」, 디지털 디자인 학회 통권 35호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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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달로 인해 영화의 장면 공간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

들어 스파이더맨의 거미줄로 뉴욕시내를 날아다니는 액션을 보여

주게 되므로 관객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며 

영화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이 사례는 카메라의 연출을 통해 관객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

게 하는 것이다. 이선진은 크리스마스 캐롤의 장면을 분석하므로 

카메라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촬영기법을 통해 장면의 공간감과 

몰입감의 확보에 대해 연구했다. 

“<크리스마스 캐롤>은 깊이감의 연속성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로

버트 저메키스감독은 편집을 통한 장면 전환보다는 유영하는 듯한 

카메라의 움직임을 통해 공간의 깊이 정보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깊이감의 연속성으로 관객들에게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었다.”7)

전통적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제

작방식으로 변하면서 향상된 카메라의 연출은 장면에 공간을 확

장하므로 인해 관객에게 현장감과 사실감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겨울왕국에서 나타난 카메라를 이용하여 공간감을 확장하므로 

얻어지는 장면을 분석한다. 

Ⅳ. 겨울 왕국에서 나타난 애니메이션의 표현력 확장

1. Z축을 이용한 공간의 확장

“우리가 물리적 대상에 대한 이해는 그 대상이 무엇이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 대상이 무

엇인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형태지각을 통한 모양 도는 윤

곽에 근거한다. 그리고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시

각적 깊이지각 문이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3차원(높이·넓이·

7) 이선진, 「3d 입체 애니메이션 영화의 카메라를 통한 깊이감 표현 연구-<크리

스마스 캐롤>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연구 통권 제 16호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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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은 시간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3차원의 공간은 우리

의 눈을 자극하여 망막에 상을 만드는데 망막은 2차원, 즉 높이와 

넓이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2D 눈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3D 

또는 그 이상의 차원을 볼 수 있는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3차원의 세계가 2차원의 눈에 기록되고 다

시 두뇌에 의해서 3차원으로 해석되는 「3D → 2D → 3D」 과정을 

거치게 된다.”8) 

사람이 공간적 요소를 느끼게 되는 것은 눈으로 보고 바로 느

끼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사고를 하므로 공간을 느끼게 된다. 그

러기에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이 공간을 인식하는 요소가 있다. 

원근법으로 보는 것에 소실점을 생성하여 공간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대기원근법으로 대기의 질감을 통해 화면 가까이에 있는 

피사체를 선명하게 보고 멀리 있는 피사체를 흐릿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물의 중첩으로 어떤 피사체가 앞에 있는지 뒤

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통해 사람은 공간

을 인식하게 된다.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은 사람이 공간을 인식하는 정

보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된다. 

사물의 중첩은 각각의 배경과 캐릭터를 레이어로 작업하게 된

다. 멀티플레인을 이용하여 각각의 레이어로 공간을 만들어 낸

다. 

그러나 이렇게 멀티플레인으로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은 한계

가 있다. 그림으로 이루어진 레이어(layer)를 카메라에 근접시키

는 한계가 있다. 카메라의 초점거리나 그림의 입자의 크기가 편

하게 되면서 깨짐으로 인해 변형을 가져올 수 있다. 

현대 영상은 실제와 같은 공간을 구축한다. 예전 2D 애니메이

션은 영상에 x축,y축 만 존재하므로 그림들의 크기나 여러 가지 

8) Robert L. Slosl 저 ; 신현정 유상욱 역, 「시각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0, p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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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공간감을 만들어 냈지만 현재는 Z축이라는 개념을 적용하

므로 공간의 실제성을 높이게 되었다. 

그림 1. 멀티플레인을 이용한 장면

 

그리고 사람들도 정보를 취합해서 인지하는 공간이 아니라 보

고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토이스토리 이후 3D 애니메이션은 공간을 레이어로 만드는 것

이 아니라 가상공간을 만들어 가상의 캐릭터를 올려놓고 카메라

로 찍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장면에 나타나는 모든 사

물을 모델링 하여 공간에 배치하므로 실제와 같은 공간감을 가지

게 된다. 

레이어로 만들어 낸 Z축을 실제 Z축을 만들어 내므로 관객이 

공간감을 직관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2. 공간을 인식하는 요인_조밀성, 중첩
  

사람이 공간을 인식 요인 중 텍스쳐의 조밀성을 보면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 

<그림 2>과 같이 나무 가지와 잎에 맺힌 얼음의 조밀성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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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깊이를 만들어 낸다. 전통적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에서는 

공간의 깊이감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카메라를 z 축으로 

이동하며 촬영을 하게 되면 이미지 깨짐 같은 변형이 올 수 있

다. 

2. 카메라를 이용한 공간의 확장

공간을 자유롭게 만들고 다양한 카메라의 앵글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기획(pre production) 부분에서 장면구성(layout)하는 과정에

서 놓친 부분이나 좀 더 좋은 장면을 만들기가 용이해 졌으며 더

욱 화려하고 작가의 의도에 맞는 장면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 방식이 바뀌면서 장면의 공간을 가상

공간을 모델링 하므로 카메라의 활용이 용이해졌다. 

“깊이감 표현을 위한 촬영법으로 딥포커스(deep focus)와 롱테이

크(long take)에 대한 방법이 있으며 3D 입체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롱테이크를 활용한 깊이감 표현은 중요하며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라 할 수 있다.”9)

겨울왕국에서는 다양한 카메라의 효과를 이용하여 적절한 화면 

구성을 하였다. 

줌 렌즈를 이용하여 화각을 조정하면서 공간감을 변화, 한 쇼

트의 길이를 길게 하여 관객에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주어 공간

감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겨울 왕국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공간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렌즈와 카메라 워킹을 이용한 장면을 분석해 보겠다. 

1) 렌즈

광각렌즈를 이용하여 전·후경은 선명하게 찍는 딥포커스는 

<그림 3>과 같이 전경에 배치된 피사체와 원경에 위치한 피사체 

9) 이선진, 앞의 책 p43



338

크기 비율을 극단적인 차이를 만들어 냄으로써 원근감을 만들어 

낸다. 

그림 3. 딥 포커스 

<그림 4>는 겨울왕국에서 렌즈를 이용하여 공간의 확장을 가져

온 쇼트이다.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인물 중심 앵글을 광각렌즈를 

변화시키면서 공간 확장을 가져왔다. 그리고 달리 아웃(Dolly 

out)을 이용하였다. 달리 아웃은 카메라를 이동하여 피사체와의 

거리를 조절하여 화면에 원근감과 입체감을 얻게 된다. 

이 장면에서 줌 아웃(zoom out)과 달리 아웃(dolly out)을 함

께 사용하므로 공간에 깊이를 표현하므로 관객에서 사실에게 부

여하게 되었다.  

 

그림 4. 공간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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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메라 이동

기존의 2D 애니메이션은 카메라의 움직임이 매우 단순했다. 기

본적인 움직임인 팬, 틸트, 트레킹 정도의 X축 Y축을 이용하는 

정도 공간감을 만들기 위해 멀티플레인을 이용하여 Z축으로 이동

하는 정도이다.

2D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카메라의 무빙을 주기 위해서는 카메

라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한 공간을 크게 그린 후 멀티플레인을 

이용하여 그림을 이동시켜 촬영하게 된다.

그림 5. 멀티플래인 구조

<그림 5>와 같은 구조를 가진 멀티플레인은 자유로운 카메라의 

움직임을 주기 어렵다.

멀티플레인은 레이어를 사용하므로 카메라가 z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레이어는 셀로 이루어져 있기에 다수가 겹치게 되

면 카메라로 찍을 때 빛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장면이 어둡

게 표현될 수 가 있다.  

“초기 애니메이션의 경우 캐릭터의 움직임이나 화면의 배치에 있

어서 고정된 카메라가 촬영한 것과 같은 ‘비영화적인’ 연극성을 

보여주기도 한다.”10)

데이비드 보드엘은 초기 영화를 비영화적이라고 설명한다. 초

기의 애니메이션은 캐릭터들이 무대 위에서와 같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일렬로 나란히 서서 연기했다고 한다. 

이러한 장면 구성은 공간을 한쪽 방향으로만 보여주어 관객이 연

10) 데이비드 보드웰, 「영화 스타일의 역사」, 한울, 2004,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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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림 6>은 초기 애니

메이션이 눈의 여왕의 도입 장면이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마

을을 보여주기 위해 카메라의 무빙을 보여준다. <그림 6>에서 나

타나는 카메라의 무빙은 틸트와 트랙 아웃 그리고 팬 정도이다. 

그리고 카메라의 움직임은 직선적 운동을 하고 있다.

 

그림 6. 멀티플래인을 이용한 카메라 움직임

3D 기술이 발달하므로 카메라는 Z축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영화에서 사용되는 카메라 움직임인 크레인 기법이 

들어오게 되었다. 

카메라가 크레인에 달려서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하면서 찍게 

되는 것이다. 



341

그림 7. 겨울왕국 도입부 카메라의 

움직임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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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겨울왕국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공간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카메라의 <그림 7>참고를 하면 카메라가 수평이나 수직으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이동하므로 공간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주요한 인물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므로 발단 부분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여주게 된다. 

겨울왕국의 본 이야기가 시작되는 대관식 장면에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아렌델의 모습을 카메라의 이동을 통하여 장소적 정

보와 인물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장면의 시간적 정보까지 보여주게 

된다. 그리고 1분정도의 롱테이크는 관객에게 지루함을 줄 수 있

지만 클레인 카메라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의 앵글을 잡고 

z축의 이동으로 최대한의 공간감을 만들어 내면서 관객에게 그 

장소를 걷는 듯한 연출을 하므로 사실성을 더해 주었다. 

1번 위치는 쇼트의 도입이다. 2번은 아이와 어머니의 대화에서 

여왕의 성인식과 대관식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보여준다. 3번은 

축제라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게 된다. 4번은 인물의 소개 

크리스토프와 순록 스벤을 보여주면서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한다. 

5번은 부부의 대화에서 대관식으로 인해 성문이 열리게 되는 중

심사건을 소개하게 된다. 6번은 안티고니스트인 위즐톤 공작을 

소개하게 된다. 그리고 7번에서는 주요한 공간인 성을 자연스럽

게 소개하게 된다. 

3초에서 10초 정도의 쇼트를 사용하는 헐리웃 영화라는 점에서 

1분 정도의 롱테이크는 보기 쉬운 장면은 아니다. 

“롱테이크 쇼트는 피사체들을 다양하게 배열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화면의 깊이와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해준다.”11)

4번과 6번에는 카메라가 멈춘 상태로 인물을 보여준다. 이 카

메라는 관객들은 입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시간적인 여백을 가질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11) 이선진, 앞의 책,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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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인 카메라의 움직임을 통한 깊이감을 표현한 쇼트는 겨

울왕국 전반에 걸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구성되어 있다. 만들어

진 가상의 공간에서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은 바라보는 관

객으로 하여금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한 체험과 극에 몰입하는 

것을 돕고 카메라가 주변의 정보를 보여주므로 관각이 장면의 공

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영상 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애니메이션의 표현력의 

확장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어의 작

품 중 겨울왕국에서 나타난 표현력 확장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겨울왕국은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영상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애니메이션의 장면이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되어졌

다. 애니메이션에 사실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관객이 작품을 관전

하는 것에서 몰입하여 장면의 상황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한다. 

겨울왕국에서 장면의 사실성으로 높이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였다. 

렌더링 기술을 통해 눈의 움직임과 얼음의 차가움 등을 표현하

였고 가상공간을 이용한 장면 구성으로 공간에 z축을 형성하여 

입체감을 주며 가상 카메라로 인해 다양한 장면의 연출을 하여 

공간의 정보를 관객에게 제공하여 사실적인 공간으로 몰입시키게 

된다. 

겨울왕국에서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표현력 확장 중 공간에 대

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겨울왕국>에서는 그림으로 제작하는 전통적인 제작 방

식의 한계인 공간의 깊이감 표현을 가상공간에서 모든 사물을 제

작 배치하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공간의 z축을 확보하였다. 그래

서 사람이 깊이를 인식하는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충족시켜 관객

이 쉽게 공간에 대해 이해하고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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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겨울왕국>은 가상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장면 연

출로 인해 관객에 사실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작품을 진행 하는 

사이에 롱테이크 쇼트를 사용하여 장면의 피사체를 다양하게 배

열하므로 화면의 깊이감을 증대시키고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줌

으로 관객이 장면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렌즈와 같은 카메라가 가진 기능을 사용하여 한 장면에서 둘 

이상의 피사체의 거리감을 조절하여 공간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

게 한다. 

위와 같이 <겨울왕국>은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하여 관객에게 사

실적인 공간을 보여줌으로 작품 내러티브 몰입하는 것을 도와주

었음을 알 수 있다. 작가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수용자에게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 

같은 이야기를 초등학생이 전달하는 것과 국어 선생님이 전달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용하는 언어

가 다르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사용하는 언어법은 듣는 이로 하

여금 쉽고 명확하게 들어 생각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

다. 그리고 듣는 동안 이야기에 집중하며 몰입할 수 있다. 그러

나 언어 구사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의 전달은 그렇지 못할 것이

다. 

미디어의 기술은 언어와 같다.

감독이 좋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표현하는 

기술이 부족하면 의도한 작품을 제작할 수 없다. 제임슨 카메론 

감독은 15년 전 아바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으나 감독이 연

출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그 당시의 기술로는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계속적인 기술 개발과 도입으로 2010년 성공적인 

아바타의 제작을 하여 온 세계에 흥행시키게 된다. 

오토데스크 칼 바스(Carl Bass) 회장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

인 영화 중 하나를 만들어낸 카메룬 감독과 라이트스톰 엔터테인

먼트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영화 제작 방법을 디

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바꾸어 놓았다” 며 “오토데스크 솔루션

이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여, 스토리와  흡입력 있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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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화 제작 발전에 이바지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고 전

했다.12)   

기술의 발전과 애니메이션 표현력의 확장은 매우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 있다. 작품안에서 기술력을 나타내는 기술이 아니라 

감독의 의도하는 것을 표현하는 기술로 계속적으로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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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Work of Development of Imaging Media and 

Expansion of The Animation Expression

- Focusing on The Expansion of Space for Frozen

Lim Jae min, Lee Jong Han

“The art challenges the technology, and the technology inspires 

the art.”

By this word John Lasseter expressed Pixar animations main soul 

of story.

Media technology has a close relation with the animation. As 

media developed more and more, an animation has been widen a lot and 

have given new visions to the audiences. We can see such this figure 

from the history of the Disney animation. They had tried to make all 

the kind of animations such a silent animation, planetary animation, 

black and white animation and the multi colored animation. Lately 

Disney had made animation that has traditional style. But the method 

of making traditional animation stable side story’s holdup the 

audience. So Disney animation decided to change this method. For the 

result of Disney animation studio effort Frozen had produced after a 

computer graphics work following Rapunzel.

What was the reason for entertain well of Frozen?

Not only changing the method of producing traditional to computer 

graphic is could not make entertain well. We can see from the Frozen 

concordance of the original idea and modern scenario, OST the 

perfection of computer graphics work.

In this paper work Disney animation has worked from the silent 

animation to computer graphic works result of “The Frozen”. For 

the contribu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makes able to analyze 

animations expression and relation.

There is a lot shots that hard to analyze in the Frozen. But I 

will study it with the method named “Expansion in space” to making 

main analyzing expressive extension that appears on the scene. 

Key Word : Animation, Dreamworks, Disney, Sh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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